ARTIST REVIEW

shin meekyoung

신미경 작가는 씨알콜렉티브에서 개최한 개인전 〈ABSTRACT MATTERS〉(4.13~5.29)에서 ‘추상’을 선보였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완벽한 형식을 원칙으로 한 ‘번역’ 작업과는 또 다른, 한층 더 묵직해진 물성 자체가 뿜어내는 즉물적 감각이 인상적인
전시다. 작가는 제스모나이트라는 새로운 소재를 통해 개인 역사의 켜를 담았다고 한다. 동양인으로서 서양박물관의 박제된 권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면 이제 작가는 ‘개인’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모더니즘의 권력, 추상을 한 번쯤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작가의 관점에서 “재서술”된 추상은 결국 작가의 역사와 그간의 재료 실험이 응축된, 다시 ‘유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것이 신미경의 추상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신미경은 1967년 태어났다. 서울대 조소과 학사와 석사, 런던 슬레이드스쿨 조소과 석사를 졸업하고, 영국왕립예술학교 세라믹&유리과 석사를 졸업했다. 〈시간의 그림자
속에서〉(2020, 라보웬 갤러리), 〈풍화〉(2019, 런던 바라캇갤러리), 〈사라지고도 존재하는〉(2018, 아르코미술관), 〈페인팅 시리즈〉(2015, 런던 하다컨템포러리) 〈메이드 인
차이나, 명 제국의 도자기〉(2014, 영국 브리스톨미술관), 〈비누로 쓰다: 좌대 프로젝트〉(2013, 타이베이 대만현대미술관), 〈트랜스레이션〉(2002, 도쿄 휴마니테 갤러리) 등 한국,
런던, 도쿄, 대만 등지 유수의 미술관, 갤러리에서 30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8월~10월, 네덜란드
유럽도자연구센터에 입주해 ‘진짜 도자 작업’을 하고, 11월 27일부터 이듬해 6월 24일까지 리우와르던 프린세스호프 도자미술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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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과 초록 사이, 혹은 시간 속의 변-형에서 형-성(形成)으로
곽영빈 | 미술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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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포스가�1960년대�이후의�서구�작업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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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에서�이번�전시로의�‘이행’이란�문제다��

없진�않지만��신미경의�신작�전시에�대한�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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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대〉�프로젝트��혹은�〈폐허�풍경〉��〈화석화된�

처한�시간적�존재로�간주해온�신미경�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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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que Contemporaine

Coréenne(한국 동시대 도자) 2016〉
프랑스 리모주 베르나르도재단 전시.

2017년에는 영국 빅토리아알버트미술관으로
옮겨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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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조각적�아이디어들을�사용하는�게�

아니라�건축을�통해�조각을�만드는�것에�더�

위 바라캇갤러리 런던 개인전 〈 Weather〉(2019) 광경
아래 대전시립미술관 〈상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사물일기 섹션 설치 광경

가깝다�It’s�not�about�using�sculptural�

ideas�on�architecture��it’s�more�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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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포스를��신미경의�신작�전시는�‘형상과�
형태�자체의�발생’이라는�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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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뿔이�흩어지지�않는�동적�긴장을�통해�
〈Petrified Time Series〉
청동, 비누, 동박, 바니시

34×34×53cm 2020

지탱되며��색채와�물질들로�이루어진�

자기의�중력장�magnetic�force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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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의미에서�우리가�목도한�이미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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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시사했듯�이번�전시가�체현하는�

이들�사이의�공명과�동시에��차이를�부각하는�

포착하지�못한다는�사실을�방증할�뿐이다��

클락의�언급은�어떤가�� 물론�이러한�비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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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로�이어진다�

‘형상’ 혹은 ‘평평한 예술’의 일어남

예를�들어�마타�클락이�내보인�“평평한�

예술에�대한�혐오�an�abhorrence�of�

flat�art�”를�환기해보자��왜�그�자체로�

“도전적인�매체인�벽”을�자명한�것으로만�
간주하고��회화와�같은�무엇인가를�걸고�

매달고�마느냐는�그의�이�근원적인�질문은��
은유적이지�않은�건축적�용어�그대로의�

의미에서�‘탈�구축�de�construction�’적인�
그의�작업을�규정하는�대표적인�태도로�잘�
알려져�있다�3�언뜻�보기에�신미경의�이번�
전시�역시��마타�클락의�이러한�비판적�
물음을�피할�수�없는�“평평한�예술”로�
〈Abstract Matter 0017〉 제스모나이트 100cm(지름) 2021

보일지도�모른다��갤러리의�벽은�자명한�

벽으로�간주되고��그�위에�이러저런�그림들이�
걸려있는�것처럼�보이기도�하기�때문이다����
하지만�이러한�방식의�독해는��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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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에서�‘형�성’으로의�이행이라는�핵심을�
전자에서�잠재적으로나�실제적으로�이뤄진�
‘변�형’들이�고대�그리스의�다비드상이나�

‘추상적�abstract�’이라기보다는�앞으로�

도래할�작업들의�매력적인�‘초록�abstract�’에�
가까워�보인다��그가�앞으로�펼쳐낼�본문과�
각주를�꼼꼼히�음미하고�싶은�건��아마�
나뿐만은�아닐�것이다�� ����

중국의�도자기와�같은�‘형태�형상�form�’을�
최소한의�전제이자�토대로�삼았던�데�

반해서��이번�전시는�그러한�토대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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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형상�form�’�자체가�대체�어디서��

어떻게�발생하는지를�탐사한다��이는�빨래판�
표면처럼�보이는�물결��혹은�주름�무늬들뿐�

2

아니라��구겨지고�펴지며��때론�뜯기고�용접된�
것처럼�보이는�바닥��즉�캔버스와�프레임의�

차원�양자에서�따로�또�같이�이뤄진다��여기서�
예를�들어�프랭크�스텔라를�떠올리는�것만큼�

관습적인�반응은�없을�것이다��다시�말하지만��
여기서�말�그대로�‘일어나�take�place�’고�

있는�것은�‘형태�형상�자체의�일어남’이라는�
의미에서의�‘형�성�form�ation�’�그�
자체이기�때문이다��

근�30여�년간�비누에�응고시켰다�녹이고��

다시�묶어냈던�‘시간�속의�변�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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